Basic course

권장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Basic 코스는

1단계

재미있는 이야기와 만화 그림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샘솟아요.

공교육 초등 3학년 수준
필수 학습 과정

애니메이션, 음성인식 말하기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어요.

Ears Up! (총 9권)
I Love Stories (총 12권)

많이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훈련을 통해 영어 특유의 발음과 리듬감을 익히며 연상력 말하기 실력이 성장합니다.

My Day (총 6권)
Reading Rookie 1 (1-6권)

스토리 노출 ＞ 통문자 ＞ 파닉스 순의 자연스러운 문자 학습으로 읽고 쓰기의 기본 실력을 닦아요.

영어 소리와 리듬에 집중하여 듣기

약 2년 정도의 Basic 코스 학습 후에는 공교육 초등 영어 수준을 완성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기본 표현 따라 말하기

교재
Speaking

2단계
Listening

Reading

Ears Up
I Love Stories

Reading Rookie 1
Reading Rookie 2

My ABCs (총 2권)
Sounds at Work (총 6권)
Reading Rookie 1 (7-12권)

기본 단어들을 익히며 기초 파닉스 익히기

공교육 초등 4,5학년 수준

Phonics
필수 학습 과정

선택 학습 과정

School’s Cool (총 6권)

Reading Sight Words (총 18권)

Reading Rookie 2 (1-6권)

Reading Rookie 2 (7-12권)

실생활 표현들을 익히고, 연상하여 말하기
My Day
School’s Cool
What’s Up?
Time to Talk

선택 학습 과정

My ABCs
Sounds at Work
Reading Sight Words
Sound Factory

글의 내용을 연상하며 영어 책 읽기

3단계

공교육 초등 6학년 수준
필수 학습 과정

학습기간

What’s Up? (총 6권)

필수 과정

선택 과정

총 학습 기간

일반 진도

2년 1개월

1년 4개월

3년 5개월

속진 진도

1년 7개월

1년

2년 7개월

읽기의 기본이 되는 사이트워즈 익히기

Time to Talk (총 6권)

실생활 표현들을 응용해 보고, 연상하여 말하기
초등 문형 마스터하기

선택 학습 과정
Sound Factory (총 9권)

파닉스 완성하기

Intermediate course
Intermediate 코스는

권장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5학년

1단계

300~700단어 수준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며, 다양한 표현들을 익힙니다.

필수 학습 과정

다양한 쓰기 활동 및 전문 쓰기 교재를 통해 창작 쓰기를 본격화합니다.

Reading Master 1 (1-6권)
Joy the Tomboy (총 6권)

단계적인 문법 학습을 통해 정확하게 말하고 쓰는 토대를 다지고, 내신을 대비합니다.
지속적인 연상력 말하기, 쓰기 훈련을 통해 영어가 언어로서 체화되고, 말하고 쓰는 것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300~600단어의 글을 읽으며 문장 구조 익히기
기본 문형 활용하여 문장 쓰기, 전체 문장 연상하여 쓰기

약 2년 정도의 Intermediate 코스 학습 후에는 공교육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준에 도달합니다.

2단계

교재
Speaking

Reading

예비중학 수준

Phonics

Writing

My Reading Rainbow (총 6권)
Easy Grammar (총 6권)
Reading Master 2 (1-6권)
400~600단어의 픽션, 논픽션 글을 읽으며 독해 실력 기르기
기초 문법 완성하기
What to Say
The Magic Book

Reading Master 1
Reading Master 2
Reading Master 3

Word Traveler

Joy the Tomboy
My Reading Rainbow
Write Together

Easy Grammar
Grammar at Work
Power Grammar_Basic

3단계

Write Together (총 6권)
The Magic Book (총 6권)

필수 과정

선택 과정

총 학습 기간

일반 진도

2년

1년 7개월

3년 7개월

속진 진도

1년 4개월

1년 1개월

2년 5개월

What to Say (총 6권)
Reading Master 1 (7-12권)

일상생활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선택 학습 과정
Grammar at Work (총 6권)
Reading Master 2 (7-12권)

영어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공교육 중학 2학년 수준
필수 학습 과정

학습기간

Word Traveler (총 6권)

공교육 중학 1학년 수준
필수 학습 과정

Grammar

선택 학습 과정

Reading Master 3 (1-6권)
500~700단어의 글을 읽으며 어순감각 체화하기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글 쓰기 (편지, 일기, 이메일 등)

선택 학습 과정
Power Grammar_Basic (총 2권)
Reading Master 3 (7-12권)

중학 문법의 기본 완성하기

Advanced course

권장 대상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1학년

Advanced 코스는

1단계

공교육 중학 3학년 수준

다양한 주제의 토론 교재와 고급 회화 교재를 통해 세련되고 논리적인 영어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600~1,200단어 수준의 리딩 책을 직독직해 훈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일기 쓰기 교재를 통해 풍부하고 구체적인 일상생활 표현들을 익히고, 자신의 일기를 쓰면서 창작 쓰기 능력을 강화합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법을 완성하고, 중학 내신 교재를 통해 학교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합니다.

선택 학습 과정

Ms. Oh’s Classroom (총 6권)

Power Grammar_Plus (총 2권)

Reading Star 1 (총 8권)

MSE 1 (총 16권)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기
600~800단어의 글을 직독직해하며, 속독능력 기르기

약 2년 정도의 Advanced 코스 학습 후에는 공교육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준에 도달합니다.

교재
Speaking

필수 학습 과정

2~3단계
Writing

Reading

Grammar

School Records

공교육 고등 1학년 수준
필수 학습 과정

Writing’s Cool (총 6권)
Reading Star 2 (총 8권)

Ms. Oh’s Classroom
High-Five

Writing’s Cool

Reading Star 1
Reading Star 2
Reading Star 3
Reading World

Power Grammar_ Plus

MSE 1
MSE 2

선택 과정

총 학습 기간

일반 진도

1년 9개월

2년 2개월

3년 11개월

속진 진도

1년 2개월

1년 8개월

2년 10개월

MSE 2 (총 16권)

Reading World (1-6권)

Reading World (7-12권)
High-Five (총 6권)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영어 일기 쓰기

필수 과정

선택 학습 과정

Reading Star 3 (총 8권)

800~1,200단어의 글을 직독직해하며, 속독능력 기르기

학습기간

중학 문법 완성하기

중학 내신 완벽 대비하기

Master course

권장 대상
중학교 1학년 ~ 2학년

Master 코스는

1~3단계

1,200~2,700단어 수준의 고급 리딩 책을 직독직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교육 수능 영어 수준
필수 학습 과정

선택 학습 과정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을 완성하고, 영어로 말하고 쓰는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Reading Club 1 (총 8권)

약 1년 정도의 Master 코스 학습 후에는 수능 시험을 풀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합니다.

Reading Club 2 (총 8권)

교재
Reading

Reading Club 3 (총 8권)

Grammar

1,200~2,700단어의 글을 직독직해하기
특정 주제에 대해 에세이 쓰기

Reading Club 1
Reading Club 2
Reading Club 3

Grammar Lab (총 4권)

Grammar Lab

학습기간
필수 과정

선택 과정

총 학습 기간

일반 진도

1년

4개월

1년 4개월

속진 진도

8개월

4개월

1년

고등 문법 완성하기

